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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 치료의 고정원으로서 교정용 미니스크루의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미니
스크루의 헤드 부위에 레버 암이나 교정용 와이어 등을 부착하여 사용하는 경우
도 빈번하게 되었다.교정력은 힘과 모멘트가 동반되는 3차원적 양상으로 미니스
크루에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식립된 미니스크루에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의
회전력이 발생될 수 있으나,기존의 연구는 이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였다.이에 본
연구는 성견 6마리의 하악 협측골에 교정용 미니스크루 (BiomaterialsKoreaInc.,
Seoul,Korea)36개를 식립한 후 각각 12개씩 교정력을 가하지 않은 대조군과 시
계 방향의 회전 모멘트를 가한 실험군,반시계 방향의 회전 모멘트를 가한 실험군
등 세 군으로 나누어,각각의 군에 대해 3주와 12주 동안 회전 모멘트가 동반된
교정력을 부여한 후 미니스크루의 성공률을 평가하였다.식립 3주와 12주 경과 시
점에서 미니스크루를 포함한 비탈회 표본을 제작하고,미니스크루의 골 접촉률과
골 면적비율을 계측,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전체 미니스크루의 성공률은 91.7%였다.대조군과 시계 방향 회전 모멘트 부
하군은 100%의 성공률을 보인 반면,반시계 방향 회전 모멘트 부하군의 성공
률은 75%였다.

2.미니스크루의 골 접촉률은 12주 경과 시점에서 시계 방향 회전 모멘트 부하군
이 73.9%,반시계 방향 회전 모멘트 부하군이 63.2%로 두 군간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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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식립 기간에 따른 미니스크루의 골 접촉률은 시계 방향 회전 모멘트 부하군에
서 식립 3주에 비해 12주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P<0.05).

4.식립 기간에 따른 미니스크루의 골 면적비율은 대조군은 식립 3주와 12주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P > 0.05),실험군은 모두 식립 3주에 비해 12주에서
골 면적비율의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 (P<0.05).

  

위와 같은 결과는 교정용 미니스크루에 회전 모멘트를 적용할 때 회전 모멘트
의 방향이 미니스크루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반시계 방향의 회전 모멘
트는 미니스크루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핵심되는 말 : 교정용 미니스크루, 회전 모멘트, 조직계측학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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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조조조 영영영 문문문

(지도:황황황 충충충 주주주 교수 )))

III...서서서 론론론

교정 치료에 있어서 적절한 고정원을 확보하는 것은 치료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이를 위하여 과거에는 고정원에 가
능한 한 여러 개의 치아를 포함시키거나,구강외 장치 등의 환자의 협조가 필요한
역학을 사용해야만 했었다.그러나 치아를 주요 고정원으로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구강외 장치 등의 사용은 불편하고 비심미적이며 환자의 협조도에 따라 치
료 결과가 좌우된다는 큰 단점이 있다.따라서 교정 치료에 있어 고정원으로서 골
유착성 임플란트의 등장은 과거의 방법에 대한 획기적인 대안이 되었다
(Albrektsson,1983;Creekmore등,1983;Roberts등,1989;Ive등,1990).최근에
는 골유착성 임플란트,온플란트를 비롯하여 교정용 미니플레이트,교정용 미니스
크루 등이 개발되어 임상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Wehrbein등,1999;Park,
2006).

이 중에서 골유착성 임플란트,온플란트는 교정 치료에 있어서 매우 안정적인
고정원 역할을 할 수 있으나,식립 부위에 제한이 있고,식립,제거 시에 외과적
수술이 필요하며,식립 후 골유착을 위한 치유 기간이 요구되는 등의 단점이 있어
고정원으로 사용하는 데에 있어 한계가 있다 (Roberts등,1990;Costa등,1998;
Ohmae등,2001;Liou등,2004).반면 교정용 미니스크루는 식립 부위가 비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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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롭고,술식이 간편하며,식립 후 즉시 교정력을 가할 수 있고,비용이 저렴하
다는 등의 장점이 있어 임상 적용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Costa등,1998;
Ohmae등,2001,Kuroda등,2007).그러나 한편으로는 교정 치료의 안정적인 고
정원으로 사용하기에는 비교적 높은 10-15%에 달하는 탈락율이 교정용 미니스
크루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Miyawaki등,2003;Motoyoshi등,2006;
Tseng등,2006).

교정용 미니스크루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크게 나누어 술자,환
자,미니스크루 요인 등이 있으며,미니스크루가 교정 치료의 고정원으로 사용됨에
따라 교정력의 크기,부하 시기 등이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연구되었다 (Park
등,2006).Cheng등 (2004)은 식립 부위와 각화 상피의 유무가 미니스크루의 안
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또한 Miyawaki등 (2003)은 미니스크루 주변의
염증 존재 여부와 환자의 하악 평면각이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Buchter등 (2005)과 Joos등 (2005)은 교정력의 부하 시기와 크기가 안정성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전의 교정용 미니스크루의 안정성에 관한 연구는 주로 미니스크루에 가해
지는 측방력의 크기와 부하 시기가 미칠 수 있는 영향에 관해 이루어졌다.그러나
교정력은 모멘트가 동반된 힘으로 3차원적 양상을 띠므로,교정용 미니스크루에
힘과 함께 모멘트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특히 교정용
미니스크루의 사용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미니스크루의 헤드 부위에 레버 암이나
교정용 와이어 등을 부착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되었고,이때 식립된 미
니스크루에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의 회전 모멘트가 발생될 수 있다 (Costa
등,1998;Park,2006).그러나 교정용 미니스크루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수평적이
고,일정한 방향의 측방력을 미니스크루에 적용한 경우가 대부분이고,회전 모멘트
에 대한 고려는 미흡한 실정이었다 (Favero등,2002;Park등,2006).Cheng등
(2004)도 전방 견인,후방 견인,함입 등 여러 교정적 적응증에 고정원으로서 미니
스크루를 적용하였으나,미니스크루에 회전 모멘트가 동반된 교정력이 가해지는
것은 미니스크루의 안정성에 유해한 영향을 미친다고 여겨져 연구 설계시 제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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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고 하였다.
Costa등 (1998)이 14명의 환자에서 16개의 미니스크루를 식립하여 미니스크

루를 제거하는 방향의 모멘트가 가해졌을 때 미니스크루의 탈락이 발생되었다고
한 이래로,임상적으로 교정용 미니스크루에 회전 모멘트가 가해지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여겨지고 있다.Huja등 (2005)도 미니스크루를 회전시키는 힘이 미니스크
루와 골 사이의 기계적 혹은 화학적 결합을 깨뜨릴 지도 모른다고 추정하였다.한
편,골유착성 임플란트에 관한 연구에서는 식립된 임플란트에 회전력을 가하더라
도 임상적인 차이가 없고,조직학적으로도 골유착이 일어났음이 많은 연구에서 보
고된 바 있다 (Roccuzo등,2001;Cochran등,2002;Moriya등,2006).Morberg
등 (1992)은 동물 실험에서 임플란트에 골유착을 깨뜨리는 회전력을 42주 동안 7
회에 걸쳐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성공적으로 재유착이 이루어졌다고 하
였다.그러나 교정용 미니스크루에 있어서는 회전 모멘트가 미니스크루의 안정성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임상적 연구 외에 미니스크루와 골 사이의 조직학적 반응
에 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정용 미니스크루를 식립하고,지속적인 회전 모멘트
를 가했을 때 골 반응을 조직계측학적 분석을 통해 알아보고,회전 모멘트가 교정
용 미니스크루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 4 -

IIIIII...연연연구구구 재재재료료료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111...실실실험험험 동동동물물물과과과 실실실험험험 재재재료료료

본 연구에는 12개월 된 12kg의 웅성 성견 (BeagleDog)6마리를 대상으로
미니스크루를 식립하였으며 이들의 구입,선택,관리,실험 등은 연세의료원 실험
동물 위원회 (IRB)의 심의를 거쳤다.

실험에 사용된 미니스크루는 직경 1.45mm,길이 7mm의 non-drilling형의
원통형 (OAS-1507C,BiomaterialsKoreaInc.,Seoul,Korea)을 선정하였으며 총
36개가 사용되었다 (Fig.1).실험군 미니스크루의 헤드 부위는 회전 모멘트를 부
여하기 위한 교정선이 잘 접착될 수 있도록 샌드블라스팅 처리하였다.미니스크루
에 회전 모멘트를 부여하기 위해 고안된 교정선은 길이 7mm,직경 0.9mm의
stainlesssteelwire(Remanium wire,Dentarum,Ispringen,Germany)를 사용하
여 한쪽은 미니스크루 헤드 모양,다른 한쪽은 hook형태로 제작되었으며,미니스
크루 헤드와 닿는 부위에는 샌드블라스팅 처리를 하여 잘 부착될 수 있도록 하였
다 (Fig.2).

Fig. 1. Prescription of orthodontic miniscrews.

         Measurement 1507C

D1 External diameter 1.45
d Internal diameter 1
L Total length 6
l1 Length of spiral part 7
P Pitch 0.7

                                       unit =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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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교교교정정정용용용 미미미니니니스스스크크크루루루의의의 식식식립립립

실험동물에 Atropine 0.05 mg/kg을 피하 주사하고,Rompun 2 mg/kg과
Ketamine10mg/kg을 정맥 주사하여 전신 마취를 유도한 후 2% Enflurane으로
마취를 유지하였다.실험 동안 보온 패드 (heatingpad)로 체온을 유지하며 심전도
를 관찰하였다.

미니스크루는 대조군은 하악 제 2소구치 원심에,실험군은 하악 제 3,4소구
치 사이와 제 1대구치의 치근 사이에 식립하기로 하고,CT 촬영을 통해 치근과
의 접근도를 확인한 후 수직 수평적인 위치를 결정하였다 (Fig.2).에피네프린
(1:100,000)이 포함된 2% 염산 리도케인 (LidocaineHCl-epinephrineInj.,Huons,
Seoul,RepublicofKorea)을 이용하여 침윤 마취를 실시하고 15-20 mm 정도의
잇몸을 절개하고 골막 피판을 거상하였다.식염수 관주 하에 drilling하지 않고 미
니스크루를 식립하였고,미니스크루의 나사산이 치조골에 완전히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였다.미니스크루의 헤드 부위 표면에 메탈 프라이머 (Metalprimer,
Reliance,CA,U.S.A.)를 2회 도포하고,미리 제작한 길이 7mm,직경 0.9mm의
교정용 강선을 microetching한 후,접착제 (TransbondTM XT,3M Unitek,CA,
U.S.A.)를 사용하여 미니스크루 헤드부에 부착하고 광중합기 (Ortholux,3M
Unitek,CA,U.S.A.)를 이용하여 30초간 2회 중합하였다.미니스크루에 부착된 교
정용 강선은 실험 동물의 오른쪽에는 하악 제 3,4소구치 사이에 반시계 방향,제
1대구치 치근 사이에 시계 방향의 회전 모멘트가,실험 동물의 왼쪽에서는 하악
제 3,4소구치 사이에 시계 방향,제 1대구치 치근 사이에 반시계 방향의 회전
모멘트가 가해질 수 있도록 제작하여 부착하였다 (Fig.2).골막 피판을 재위치시
키고 3-0봉합사 (Mersilk®,Ethicon,TX,U.S.A.)를 이용하여 절개 부위를 봉합한
후,1주일 후 제거하였다.

식립 후 스크루 헤드에 부착한 교정용 강선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고,각 군에
따라 1Ncm,2Ncm의 회전 모멘트가 적용될 수 있도록 힘의 크기를 계산한 후,
NiTicoilspring(NiTicoilspring,Ormco,CA,U.S.A.)을 이용하여 교정력을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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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부여하였다.이때 각각의 회전 모멘트를 부여하기에 적합한 크기의 힘이 적용
되도록 하기 위해 교정용 결찰선을 NiTicoilspring의 연장선상에 연결하여 NiTi
coilspring을 신장하는 데에 사용하였다.NiTicoilspring은 매 3주마다 force
gauge를 이용하여 힘을 측정하여 재활성화시켰고,대조군의 경우 부하를 가하지
않았다.
각각의 실험군인 시계 방향 회전 모멘트 부하군,반시계 방향 회전 모멘트 부

하군에 대해 3주와 12주 동안의 힘을 부여하였다 (Table1).12주 부하군은 하악
골의 양측 중 무작위로 선정하여 대조군과 함께 식립하였으며,12주 부하군을 식
립하고 9주 후 반대편 하악에 3주 부하군을 대조군과 함께 식립하였다 (Fig.3).
식립 후에는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Cefazoline10mg/kg을 3일간 투여하였고 실
험 기간 동안 실험 동물의 구강 위생을 위해 클로르헥시딘 용액을 이용하여 매일
구강 양치를 시행하였으며,실험 동물은 12주 후 희생시켰다.

Table 1. Experimental design (arrangement of the 36 implants in the different groups)

Groups Experimental Control 

Sacrifice 3 weeks 12 weeks 3 weeks 12 weeks

0 Ncm 6 6

1 Ncm clockwise 2 4

1 Ncm counterclockwise 2 4

2 Ncm clockwise 2 4

2 Ncm counterclockwise 2 4

Number of Implants 8 16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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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chematic image for miniscrew insertion. miniscrews in experimental group 

were inserted into mandibular buccal alveolar bone between PM3 and PM4 and 

between roots of M1. miniscrews in control group were inserted into mandibular PM2 

distobuccal alveolar bone. an orthodontic wire was attached to the head of miniscrew 

in experimental groups. Rotational moment applied groups were reciprocally loaded by 

NiTi coil spring.

Fig. 3. Timetable for placing miniscrews. w, weeks; CW, clockwise rotational moment 

applied group of miniscrew; CCW, counterclockwise rotational moment applied group 

of miniscrew; C, control group of miniscr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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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조조조직직직 슬슬슬라라라이이이드드드의의의 제제제작작작

low-speeddiamondwheel을 이용하여 미니스크루 헤드의 중심에 근,원심으
로 notch를 형성하였다.그 후 미니스크루가 포함된 조직 블록을 채취하고 10%
포르말린 용액에 1달간 고정하였다.조직 고정 후 조직 표본을 14일간 70-100%
의 점진적 고농도의 알코올로 탈수하고 polymethylmethacrylate로 포매한 후 광중
합기를 이용하여 진공상태에서 경화시켰다.레진 포매된 조직 블록은 diamond
saw (Maruto,Japan)을 이용하여 절단하고 hardtissuegrindingsystem (Maruto,
Japan)으로 100-110µm 두께의 비탈회 표본을 제작하고 toluidineblue로 염색하
였다.

444...조조조직직직계계계측측측학학학적적적 분분분석석석

조직 슬라이드를 광학 현미경 (LeicaDC300F,LeicaMicrosystems,Wetzler,
Germany) 하에서 100배로 촬영하여 BMP파일로 저장하고 이를 Image-Pro
Version3.0(CyberneticsMedia,U.S.A.)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측하였다.미니
스크루의 800 μm내에서 조직 형태 계측이 이루어졌으며 측정 변수로 골 접촉률
(bone implant contact, BIC)과 골 면적비율 (Bone volume/Total volume,
BV/TV)을 측정하였으며 골 접촉률과 골 면적비율 모두 피질골 부위를 계측하였
다.

골 접촉률은 골 안에 식립된 미니스크루의 전체 pitch에서 골과 직접 접촉하
고 있는 표면의 길이를 모두 측정하여 더하고,이를 측정 부위의 전체 pitch표면
의 길이로 나누어 백분율을 구하였다.골 면적비율은 미니스크루 주위 800 μm 내
에서의 골의 면적을 모두 구하여 더하고 이를 미니스크루 주위 800 μm 내의 전체
면적으로 나누어 백분율을 구하였다 (Fig.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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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Histomorphometric analysis for bone-implant contact and bone volume. Bone 

implant contact (BIC) was divided into BIC-cortical within cortical bone layer and 

BIC-total including cancellous bone, and bone volume/total volume (BV/TV) was 

measured within the range of 800 μm from implant-bone interface. 

555...통통통계계계 분분분석석석

각각의 변수에 대해 군마다 평균과 표준 오차 (SE,standarderrorofmean)을
구하였으며,SPSS Ver11(SPSS Inc.,Chicago,IL,U.S.A.)통계 프로그램으로
Kruskal-WallisH test와 Mann-WhitneyU test를 시행하여 시기 간,군 간의 유
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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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IIIII...연연연구구구 결결결과과과

111...미미미니니니스스스크크크루루루 성성성공공공률률률

식립된 36개의 미니스크루 중 탈락된 것은 3개로 전체 미니스크루 성공률은
91.7%였다 (Table2).탈락된 3개의 미니스크루는 모두 2Ncm 크기의 반시계 방
향의 회전 모멘트가 적용된 실험군에 속하였고,시계 방향 회전 모멘트 부하군은
100%의 성공률을 보인 반면,반시계 방향 회전 모멘트 부하군의 성공률은 75%
였다.2Ncm 크기의 회전 모멘트 부하군의 높은 탈락율로 인하여 조직계측분석은
1Ncm 크기의 회전 모멘트 부하군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Table3,4,5).

Table 2. Number of orthodontic miniscrews and success rate

Table 3. Number of orthodontic miniscrews and success rate according to the direction 

of rotational moment

Total Experimental Control 

Success 33 21 12

Failure 3 3 0

Total 36 24 12

sucesse rate (%) 91.7 87.5 100

N (miniscrews) Success Failure Success rate (%)

clockwise group 12 12 0 100

counterclockwise group 12 9 3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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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Number of orthodontic miniscrews and success rate according to the 

magnitude of rotational moment

Table 5. Number of orthodontic miniscrews and success rate according to the groups

222...골골골 접접접촉촉촉률률률 (((BBBIIICCC)))

각 군별로 미니스크루의 골 접촉률을 비교하였을 때,식립 3주 시점에서 시계
방향 회전 모멘트 부하군과 반시계 방향 회전 모멘트 부하군 모두 대조군에 비해
낮은 골 접촉률을 보였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P > 0.05).식립 12주 시점
의 골 접촉률은 시계 방향 회전 모멘트 부하군이 73.9%,반시계 방향 회전 모멘
트 부하군이 63.2%로 두 군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P<0.05),두 실험군 모
두 대조군과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0.05).
식립 기간에 따른 미니스크루의 골 접촉률은 시계 방향 회전 모멘트 부하군에

서 식립 3주에 비해 12주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P <0.05).반시계 방향 회전
모멘트 부하군에서도 식립 3주에 비해 12주에서 증가된 양상을 보였으나 유의한

N (miniscrews) Success Failure Success rate (%)

1 Ncm 12 12 0 100

2 Ncm 12 9 3 75

N (miniscrews) Success Failure Success rate (%)

control 12 12 0 100

1 Ncm clockwise 6 6 0 100

1 Ncm counterclockwise 6 6 0 100

2 Ncm clockwise 6 6 0 100

2 Ncm counterclockwise 6 3 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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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는 아니었고 (P >0.05),대조군은 3주와 12주의 골 접촉률이 유사한 값을 보
였다 (Table6,7,Fig.5,6,7).

Table 6. Comparison in Bone Implant Contact (BIC, %) among groups for each period

SE, Standard error of mean; NS, not significant; Sig., significance of groups by 

Kruskal-Wallis H test; * significance between clockwise and counterclockwise group at 

12 weeks (P < 0.05). 

Fig. 5. Comparison in Bone Implant Contact (BIC) among groups for each period.

* P < 0.05 

Group Experimental Control

clockwise  counterclockwise
Sig.

Periods (weeks) Mean SE Mean SE Mean SE

3 54.4 6.7 48.1 0.6 70.2 11.6 NS

12 73.9 3.5 63.2 4.3 69.1 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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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Bone Implant Contact (BIC, %) of each groups at different loading periods

SE, Standard error of mean; NS, not significant; Sig., significance of periods by 

Kruskal-Wallis H test, * P < 0.05 

Fig. 6. Bone implant contact (BIC) of each groups at different loading periods. 

* P < 0.05

               Periods  
               (weeks) 
        Groups

3 12
Sig.

Mean SE Mean SE

clockwise *54.4 6.7 73.9 3.5

counterclockwise NS48.1 0.6 63.2 4.3

control NS70.2 11.6 69.1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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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omparison of histologic photo of orthodontic miniscrews for control group 

and experimental groups. Toluidine staining (×100).

A. 3CW, miniscrew group with clockwise moment at 3 weeks; B. 12CW, miniscrew 

group with clockwise moment at 12 weeks; C. 3CCW, miniscrew group with 

counterclockwise moment at 3 weeks; D. 12CCW, miniscrew group with 

counterclockwise moment at 12 weeks; E. 3C, control group at 3 weeks; F. 12C, 

control group at 12 weeks; ; Arrow shows extensive bone resorption at the miniscrew 

bone interface.  



- 15 -

333...골골골 면면면적적적비비비율율율 (((BBBVVV///TTTVVV)))

각 군별로 미니스크루의 골 면적비율을 비교하였을 때,각각 3주와 12주 경과
시점에서 대조군,시계 방향 회전 모멘트 부하군,반시계 방향 회전 모멘트 부하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0.05).
식립 기간에 따른 미니스크루의 골 면적비율은,대조군은 식립 3주와 12주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P > 0.05),시계 방향 회전 모멘트 부하군과 반시계 방
향 회전 모멘트 부하군은 식립 3주에 비해 12주에서 골 면적비율의 유의한 증가
를 보였다 (P<0.05)(Table8,9,Fig.8,9).

Table 8. Comparison in BV/TV(%) among groups for each period 

SE, Standard error of mean; NS, not significant; Sig., significance of groups by 

Mann-Whitney U test. 

      Group Experimental Control

    Periods 
    (Weeks)

clockwise counterclockwise
Sig.

Mean SE Mean SE Mean SE

3 63.9 8.9 59.8 3.5 74.6 9.1 NS

12 83.5 1.6 81.5 4.1 86.9 1.3 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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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Comparison in BV/TV among groups for each period. 

Table 9. BV/TV(%) of each groups at different loading periods

SE, Standard error of mean; NS, not significant; Sig., significance of groups and 

periods by Mann-Whitney U test. * P < 0.05

             Period 
             (weeks) 
       Groups

3 12
Sig.

Mean SE Mean SE

clockwise 63.9 8.9 83.5 1.6 *

counterclockwise 59.8 3.5 81.5 4.1 *

control 74.6 9.1 86.9 1.3 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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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BV/TV of each groups at different loading periods.

*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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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VVV...고고고찰찰찰

교정용 미니스크루가 교정 치료의 고정원으로 널리 사용됨에 따라,복잡한 교
정 증례를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게 되었고 더 좋은 치료 결과와 치료 기간의
단축 등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교정용 미니스크루가 교정 치료의 고정원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안정성이 필수적인 요건이며,이를 평가하기 위해 미니스크루
의 성공률 및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교정용 미니스크루 주변
조직에 대한 조직계측학적 연구가 시행되어 왔다.
Miyawaki등 (2003)은 고정원으로 사용된 교정용 미니스크루의 성공률에 관한

연구에서,미니스크루의 성공률은 직경에 따라 83.9%에서 85%의 범주에 속하였
으며,미니스크루의 직경,미니스크루 주위 조직의 염증의 유무,환자의 하악 평면
각이 미니스크루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Cheng등 (2004)은 140개의
미니스크루 중 125개가 교정 치료 기간 동안 성공적으로 유지되어 미니스크루의
성공률은 89%이었음을 밝히면서,미니스크루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
로 교정용 미니스크루 식립 부위의 해부학적 위치와 식립 부위의 연조직 특성을
제시하였다. Park등 (2006)은 동요도,식립 부위,염증의 유무에 따라 미니스크
루의 성공률에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전체 성공률은 91.6 %라고 하였고,
Motoyoshi등 (2006)은 전체 식립된 124개의 교정용 미니스크루 중 106개가 성공
적으로 유지되어 85.5%의 성공률을 보였다고 하였다.본 연구에서 식립된 36개의
교정용 미니스크루 중 탈락된 것은 3개로 전체 미니스크루의 성공률은 91.7%로
기존 연구의 수치와 유사하였다.회전 모멘트가 부여된 실험군은 87.5%의 성공률
을 보였으며,회전 모멘트가 부여되지 않은 대조군에서는 탈락이 발생하지 않아
100%의 성공률을 보였다.미니스크루의 탈락은 3개 모두 초기 3주 이내에 일어
났으며,탈락한 미니스크루는 탈락 후 6주 이상의 치유 기간을 두고 인접 부위에
다시 식립하였고,1Ncm의 회전 모멘트가 가해지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교정용 미니스크루의 성공률은 적용된 회전 모멘트의 방향에 따
라 두 실험군 간의 차이가 있었으며,시계 방향의 회전 모멘트가 적용된 군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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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스크루의 탈락이 없이 100%의 성공률을 보였으나,반시계 방향의 회전 모멘트
부하군의 경우 3개가 탈락하여 성공률은 75%로 시계 방향 회전 모멘트 부하군,
대조군에 비해 낮았다.또한 반시계 방향의 회전 모멘트 부하군에 속하는 교정용
미니스크루의 성공률은 교정용 미니스크루의 성공률과 관련 인자에 관한 기존 연
구들의 결과보다 더 낮은 수치를 보였다.Costa등 (1998)은 2mm 직경의 미니스
크루를 사용하여 다양한 치아 이동을 위한 고정원으로 사용한 임상 연구 결과,식
립한 16개의 미니스크루 중 2개가 실패하여 87.5%의 성공률을 보였으며,미니스
크루에 풀리는 방향의 모멘트가 가해졌을 때 실패가 발생하였다고 하였다.본 연
구에서도 반시계 방향 회전 모멘트 부하군의 경우에만 탈락이 발생되어 Costa등
(1998)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그러나 반시계 방향의 회전 모멘트를
적용한 군에서도 1Ncm 크기의 힘을 적용했을 경우에는 탈락이 발생되지 않았으
므로,회전 모멘트의 방향과 함께 그 크기가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골유착성 임플란트와 교정용 미니스크루에 가해지는 부하는 주변 치조골의 골

밀도와 골 개조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고 알려져 있다 (Melson 등,2001;
Butcher등,2006).골유착성 임플란트의 경우,골-임플란트 계면에 높은 압력이
집중될 경우 주변 골의 흡수가 발생되며,주변 염증이 없는 상태의 임플란트의 실
패는 대부분 골-임플란트 계면에 가해지는 과도한 압력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다
(Adell등,1981;Meyer등,2001;Buchter등,2005).본 연구에서는 1Ncm의 회
전 모멘트를 적용한 군의 경우 회전 모멘트의 방향과 상관없이 탈락이 발생되지
않았으나,2Ncm의 회전 모멘트가 가해진 경우에는 반시계 방향으로 모멘트를 적
용한 군에서 미니스크루의 탈락이 발생하였다.즉,골-미니스크루 계면의 과도한
압력을 초래할 수 있는 높은 크기의 반시계 방향의 회전 모멘트가 가해진 경우,
미니스크루의 성공률이 크게 낮아짐을 알 수 있다.또 1Ncm 크기의 회전 모멘트
를 가한 경우에는 시계 방향 회전 모멘트 군과 반시계 방향 회전 모멘트 군 모두
실험 기간 내에 안정적으로 교정적 부하를 견디었으므로,이는 미니스크루가 풀리
는 방향으로 회전 모멘트가 적용되는 것이 미니스크루의 안정성에 있어 위험 요
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으나,생리적으로 견딜만한 정도의 압력을 초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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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미니스크루는 교정 치료 기간 동안 고정원으로의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Buchter등,2006).본 연구에서 1Ncm의 회전 모멘트 군은
모멘트=힘☓거리의 공식을 이용,힘을 계산하여 150cN 정도의 측방력을 부여하
였으며,이는 임상적으로 교정적 치아 견인을 위한 적절한 힘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골 접촉률은 식립 12주째에서 반시계 방향 회전 모멘트 부하군이

시계 방향 회전 모멘트 부하군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값을 보였다.Liou 등
(2004)은 교정력 부하 전후의 교정용 미니스크루의 위치를 평가한 연구를 통해,
교정용 미니스크루는 임상적으로는 안정적이었으나 절대적인 움직임이 없었던 것
은 아니며,16명의 환자 중 7명에서 교정력이 부하되는 동안 움직임이 있었다고
보고하였다.또한 이러한 미니스크루의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미니스크
루의 크기,교정력의 크기,식립 부위의 미니스크루의 깊이,식립부의 골질 및 골
량,힘의 부하 시기 등을 들었고,이 중에서 교정력의 부하 시기가 결정적인 역할
을 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이번 실험에서 반시계 방향 회전 모멘트 부하군은 미
니스크루가 풀리는 방향으로 교정력이 가해졌으므로,임상적으로 안정적이었던 경
우라도 미니스크루가 제거되는 쪽으로의 움직임이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있고,이
것이 낮은 골 접촉률을 보인 원인 중 하나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번 실험에서는 미니스크루의 식립 즉시 교정력을 가하였는데,골유착성 임플

란트의 경우 완전한 골유착을 위해서 2-6개월의 치유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추천
되나,교정용 미니스크루의 경우 즉시 부하를 제안한 여러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시행되었다.Deguchi등 (2003)은 성견을 이용한 실험에서 3주의 치유기간을 부여
하고 교정력을 가한 결과,주위 골이 미성숙함에도 불구하고 미니스크루가 교정력
을 성공적으로 견디었음을 관찰하였고,충분한 골 지지가 있다면 상대적으로 더
짧은 치유 기간도 가능할 것이라고 하였다.Costa등 (1998)도 미니스크루는 기계
적인 측면에서 얻어지는 일차적인 안정성이 정상 범주의 교정력을 견디는 데에
충분한 정도이므로 조기 부하가 가능하다고 하였다.그러나 조기 부하가 가해질
경우 골과 임플란트 접촉 사이에 섬유성 조직이 끼어들 수 있고,불충분한 치유
기간은 임플란트 동요도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이 알려져 있다 (Branemark 등,



- 21 -

1983;Majzoub등,1999).또한 Liou등 (2004)은 미니스크루 식립 후 2주의 치유
기간을 가진 후 미니스크루에 힘을 가했을 때 미니스크루가 움직임을 보였음을
보고하면서,골유착을 위해 충분한 기간을 기다린 것이 아니므로 미니스크루와 주
변 골 사이에 섬유성 조직이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하였다.본 연구에서 시행한 교
정력의 조기 부하는 미니스크루의 임상적 안정성을 저해하였다고 생각되지는 않
으나,위에서 언급한 미니스크루의 이동과 관련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
해 볼 때,교정력의 부하 시기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식립 기간에 따른 미니스크루의 골 접촉율은 시계 방향 회전 모

멘트 부하군에서,골 면적비율은 두 실험군 모두에서 식립 3주에 비해 12주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또한 식립 3주 시점에서 실험군과 대조군을 비교하였을 때,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낮은 골 접촉률과 골 면적비율을 보였다.교정력의 부하
시기와 관련하여 즉시 부하 자체가 미니스크루의 안정성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
치는 것은 아니나,본 연구의 경우 한 방향의 수평적 측방력을 미니스크루에 가하
는 보통의 경우와 달리 회전 모멘트를 동반한 교정력을 가하였으므로,힘의 특성
과 교정력의 부하 시기의 영향으로 식립 3주째에 낮은 골 접촉률과 골 면적비율
을 보인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각 시점에서의 골 면적비율은 두 실험군과 대조군이 서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이는 교정용 미니스크루에 가해지는 회전 모멘트가 골 면적비율보
다는 골 접촉률에 더 영향을 미친 결과로 볼 수 있다.그러나 골 접촉률만으로 미
니스크루의 안정성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요소로 보기는 어려우며,5% 미만의 골
접촉률을 보인 임플란트의 경우도 성공적으로 교정력을 견딜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 (Kuroda등,2004;Deguchi등,2003).본 연구 결과 골 접촉률에 있어서는
반시계 방향 회전 모멘트 부하군이 유의하게 낮은 수치를 보였으나 골 면적비율
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낮은 골 접촉률이 반드시 낮은 안정성을 의미하는 것
은 아니므로,반시계 방향으로 회전 모멘트가 부하되는 경우라도 힘의 크기와 부
하 시기 등의 조절에 따라 치료 기간 동안 성공적으로 교정적 부하를 견딜 수 있
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번 연구에서 시계 방향의 회전 모멘트를 부여한 군과 반시계 방향의 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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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멘트를 부여한 군 간의 교정용 미니스크루의 안정성에 관련된 변수를 비교한
결과,미니스크루의 탈락은 반시계 방향 회전 모멘트 부하군에서만 관찰되었으며,
교정력 부여 후 3주,12주 경과하는 시점에서 조직계측학적 분석을 통해 두 실험
군을 비교하였을 때 12주 경과 시점에서의 골 접촉률에서 반시계 방향 회전 모멘
트 부하군이 시계 방향 회전 모멘트 부하군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따라서 반시
계 방향의 회전 모멘트가 가해지는 것은 미니스크루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그러나 반시계 방향의 회전 모멘트가 가해
지더라도 힘의 크기 등의 조절에 따라 안정적인 고정원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
성이 있으므로,힘의 크기,힘의 부하 시기 및 미니스크루의 식립 방법 등을 달리
하였을 때 회전 모멘트의 방향과 관련된 미니스크루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며,본 연구에서 시행한 12주 기간 이상의 장기적인 안정성에 대한 연구가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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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VV...결결결론론론

성견 6마리의 하악 협측골에 교정용 미니스크루 (BiomaterialsKoreaInc.,
Seoul,Korea)36개를 식립한 후 교정력을 가하지 않은 대조군과 시계 방향의 회
전 모멘트를 가한 실험군,반시계 방향의 회전 모멘트를 가한 실험군으로 나누어
각각의 군에 대해 3주,12주 동안 회전 모멘트가 동반된 교정력을 부여한 후 미
니스크루를 포함한 비탈회 표본을 제작하고 미니스크루의 골 접촉률과 골 면적비
율을 계측,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전체 미니스크루 성공률은 91.7%였다.대조군과 시계 방향 회전 모멘트 부하
군은 100%의 성공률을 보인 반면,반시계 방향 회전 모멘트 부하군의 성공률
은 75%였다.

2.미니스크루의 골 접촉률은 12주 경과 시점에서 시계 방향 회전 모멘트 부하군
이 73.9%,반시계 방향 회전 모멘트 부하군이 63.2%로 두 군간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 (P<0.05).

3.식립 기간에 따른 미니스크루의 골 접촉률은 시계 방향 회전 모멘트 부하군에
서 식립 3주에 비해 12주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P<0.05).

4.식립 기간에 따른 미니스크루의 골 면적비율은 대조군은 식립 3주와 12주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P > 0.05),실험군은 모두 식립 3주에 비해 12주에서
골 면적비율의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 (P<0.05).

위와 같은 결과는 교정용 미니스크루에 회전 모멘트를 적용할 때 회전 모멘트
의 방향과 크기가 미니스크루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반시계 방향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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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모멘트는 미니스크루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
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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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purposeofthisstudywastoevaluatetheinfluenceoftherotational
momentonthestabilityoforthodonticminiscrew afterinsertion.A totalof36
orthodonticminiscrews(BiomaterialsKoreaInc.,Seoul,Korea)wereinserted
intothebuccalalveolarboneofthemandiblein 6malebeagledogs.The
miniscrewsweredividedinto3groupsof12:clockwiserotationalmoment
group, counterclockwise rotational moment group, control group without
rotationalmoment.Miniscrewseachwereimmediatelyloadedintheopposite
directionby2differentrotationalmoments(1Ncm,2Ncm).After3and12
weeks loading,success rate of the miniscrews was estimated and the
miniscrewswith thesurrounding bonewereprepared forhistomorphometric
evaluation.Boneimplantcontact(BIC)andbonevolume/totalvolume(BV/TV)
weremeasuredin histologicsection foreach loading period. Theobtained
resultswereasfollows:

1.Overallsuccessratewas91.7%.Thesuccessratein counterclockwise
rotationalmomentgroup (75 %)waslowerthan thatoftheclockw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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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ationalmomentgroup(100%).
2.At12weeksofloading,boneimplantcontact(BIC)oftheclockwiseand
thecounterclockwiserotationalmomentgroupshowed differentvaluesof
73.9 % and 63.2 % respectively.BIC ofthecounterclockwiserotational
momentgroupwassignificantlylowerthanthatoftheclockwiserotational
momentgroup(P<0.05).

3.BICintheclockwisegroupsincreasedfrom 3to12weeksofloadingandit
wasstatisticallysignificant(P<0.05).

4.BV/TV in thecontrolgroup showed similarvaluesat3and 12weeks
period (P > 0.05),butBV/TV in the clockwise and counterclockwise
groupssignificantlyincreasedfrom 3to12weeksofloading(P<0.05).

Theseresultsshowedthatthedirection andmagnitudeoftherotational
momentapplied to orthodontic miniscrew can affectthe stability of the
miniscrew,anditislikelythatthecounterclockwiserotationalmomenthavea
detrimentaleffecttothestabilityoftheorthodonticminiscr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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